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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k i y a sui

관민 제휴의 지 역 활 성 화

야스이 미키

언제나 변화하는 도쿄에 완성은 없습니다.

각 거리 의 매력을 돋보이게 하는 지역 매니지먼트의 시도

호세 대학 현대복지학부 교수

국내외에서 지역 매니지먼트 연구. 최근에는 정부・지자체의 위원이나 지역활성화 단체의 자문위원으로
서 제언이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박사(공학)

도시는 언제나 변화의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여러가지 개발과 계획을 관과 민이 일치되어 진행합니다.

도시는 이제 규모나 기능만이 아니라 각각의 거리만이 가지고 있는 즐거움, 편리함,

안심・안전 등 폭넓은 매력이 요구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이 거리를 이렇게 만들고

싶다」는 비전이 지역권자나 사업자, 주민에 의해 자발적으로 생성, 행정과 함께 실현되
는「지역 매니지먼트」의 구조가 필요합니다. 도쿄에는 그 선두적 역할을 하는 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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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시부야역] 도큐 전철

도쿄 지역 매니지먼트 사업은 아시아를 비롯 세계 각국의 주목을 끌며 앞으로도 공(公)

의 정비, 재개발 등을 동시에 진행, 환승
경로의 복잡함등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E

환상 2호선의 신바시・도라노몬 구간은 오랜 기간, 사업 진행이
묶여있었습니다. 하지만 1989년에 창설된 입체도로제도 (도로

시나가와
B
관과 민의 제휴로 조직된 협의회가 작성

한 가이드 라인을 중심으로 지역 활성화
를 진행중 입니다.

F

과 민(民)의 제휴와 조직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D 히비야 공원 마루노우치 본오도리 E 공룡 빌리지 in어번 독 라라 포토 도요스

C

다마치

층 더 강화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중입니다.

류의 장소로 재탄생되었습니다. 이처럼 공공적인 공간창출, 매력 만들기에 역점을 둔

시부야 역 주변의 개량공사와 역 앞 광장

E

도시 재생 긴급 정비 지역 내에서는 도쿄의 국제 경쟁력을 한

인 도쿄 미드타운 등. 특히 공공적인 공간을 유효하게 사용, 거리가 새로운 활동이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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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폰기힐즈 10주년 기념 이벤트

지역 매니지먼트에 의한 매력적인 거리 만들기

상공의 건축이 가능해짐)에 의해 지역 주민의 협력하에 도로 사

도내 각지에서 지역권자등을 중심으로 살기 좋은 환경과 지역의

어 민간의 노하우를 적극 활용함으로서 부지내에 건물을 집약화,

고 있습니다. 공개공간등을 활용한 오픈 카페의 설치, 이벤트의

업이나 재개발이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쿄도가 시행자가 되

국제 경쟁력을 강화 시키는 다양한 기능은 물론 오픈 스페이스 등
을 창출하는「도라노몬 힐즈」가 탄생 됐습니다.

가치를 유지하며 향상시키기 위한 자발적 움직임이 활기를 띄
개최 등이 눈길을 끕니다. 도쿄도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거리의 매력을 높이는 단체의 활동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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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간다・와테라스: 지역과의 교류를 컨셉으로 초등학교 철거지를 포함한 부지가 재개발 되었습니다.

H 도쿄 미드타운: 인접한 공원과 광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공: [히비야공원 마루노우치 본오도리] 지요다구 관광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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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키역 주변지역

리로 진화한 다이마루유 지역, 재개발 당시 주변의 학생들과 함께 지역 커뮤니티를 활

성화 시킨 간다아와지초「와테라스」, 민간 재개발과 구립 공원이 함께하여 매력을 높

이케부쿠로역 주변지역

신주쿠

많아지고 있습니다. 거리에 매력의 옷을 입혀, 오피스가에서 다양한 즐거움이 있는 거

D

